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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는 레이크 플래시드 2023년 FISU 월드 유니버시티 게임에 앞서 1억 

400만 달러 규모의 레이크 플래시드 OLYMPIC CENTER 리노베이션 완료 발표  

     

동계 스포츠 시설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소매 및 식당 구역, 미래 개최 도시를 위한 환경 

기준 향상 포함  

   

새로 개보수된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박물관, 내일 레이크 플래시드 Olympic 

Center에서 개장  

   

레이크 플래시드 2023 FISU 세계 대학 경기 대회 티켓 구매는 여기에서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3년 1월 12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레이크 플래시드 

2023년 FISU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앞두고 1억 400만 달러 규모의 레이크 플래시드 

Olympic Center 보수 공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올림픽 지역 개발청(New 

York State 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에 의해 완성된 이 개보수 작업에는 

Olympic Center의 연중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 완전히 새로워진 소매점, 실내 및 실외 

식사 공간, 그리고 완전히 업데이트된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박물관(내일, 12월 8일 

목요일에 개장)이 포함됩니다. 함께,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올림픽을 위한 최종 준비의 

완료를 의미하며 향후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열리는 겨울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플래시드 Olympic Center의 변화는 이 

지역의 풍부한 겨울 스포츠 역사를 기리며 향후 수십 년간 세계적인 겨울 스포츠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다집니다. 이제 이러한 개보수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뉴욕은 

공식적으로 내년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 전 세계의 선수들과 관중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새로운 경기장, 상점, 식당을 직접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일생에 한 번 있는 이 스포츠 행사의 티켓을 구매할 것을 

권장합니다."   

  

레이크 플래시드 2023 FISU 세계 대학 경기 대회는 11일간의 다동계 스포츠 행사이자 

교육 축제로, 50여 개국, 600여 개 대학에서 1,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12개 

동계스포츠와 86개 메달 종목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입장권은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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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A에 의해 유지 관리 및 운영되는 Olympic Center의 개보수 작업에는 1980년 건설된 

Herb Brooks와 1932년 건설된 Jack Shea 경기장의 활성화, James C. Sheffield Speed 

Skating Oval의 재건축, 업그레이드된 냉장 공장, 더 크고 재설계된 게스트 공간 등이 

포함됩니다. 행사장의 Miracle Plaza에는 이제 방문객들이 선물과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소매점과 Adirondack High Peaks의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로밍 카페의 

실내외 식사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Olympic Center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동계 올림픽 기념품 컬렉션 중 하나인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박물관을 새롭게 개조할 예정입니다. 박물관은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3D 시각화, 체험 학습 전시, 그리고 레이크 플래시드의 풍부한 겨울 스포츠 역사와 

대담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매력적인 디스플레이와 공예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Olympic Center는 미국에서 가장 멋진 스포츠 시설 중 하나이며 레이크 플래시드와 

뉴욕의 노스 컨트리 지역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Olympic Center는 

1932년과 1980년 올림픽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유명한 얼음 위의 

기적(Miracle on Ice)이 일어났고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Eric Heiden이 세계 기록을 

갱신하며 5개의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FISU 세계 대학 경기 대회 동안, Olympic 

Center는 개막식과 폐막식,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그리고 남녀 

아이스하키 메달을 두고 경쟁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지난 6년 동안 Olympic Center에 1억 400만 달러를 포함하여 ORDA의 시설에 

5억 5,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이 지역을 세계적인 겨울 스포츠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세계적인 경험과 대회를 

제공하면서, 행사, 운동선수 훈련,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일년 내내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난 겨울, 뉴욕은 6,85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여 161억 달러 이상의 직접 

방문객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지난달 2022-2023 스키 시즌의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FISU 세계 대학 경기 대회의 주최 파트너로서 ORDA는 대부분의 경기가 열리는 

장소에서 중요한 지속 가능성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Games' Save Winter 이니셔티브는 

환경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교육과 인식을 제공합니다. 이 경기 대회의 중요한 측면은 

세계 대학 회의(World University Conference)입니다. 여기서 연사들은 기후 변화 완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이니셔티브와 조치에 대한 정보를 발표할 것입니다. Host Partners와 

뉴욕주는 환경에 대한 헌신으로 미래의 이벤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지역 개발청(Olympic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Michael Pratt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림픽 지역 개발청은 세계 최고의 올림픽 유산 

단체 중 하나입니다. 경기장의 변화는 매우 괄목할만한 것이었으며 선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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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들에게 미래의 가치를 보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뉴욕주 자산의 관리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부사장 겸 관광청 

사무총장인 Ross D. Lev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lympic Center와 박물관의 개선 및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다가오는 FISU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 참석하는 방문객에게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풍부한 동계 스포츠 유산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 여행객의 향후 방문을 장려할 것입니다. I LOVE NY은 뉴욕주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손님들이 발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이기 위해 ORDA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레이크 플래시드 2023 FISU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조직 위원회 최고운영책임자이자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박물관 위원회 구성원인 Ashley Wald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박물관을 포함한 Olympic Center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순간입니다. 

LPOM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저는 박물관이 새로운 콘텐츠와 전시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FISU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36일 앞두고, 저는 모든 

참가자들이 Eric Heiden, Mike Eruzione 및 Phil Mayer와 같은 장소에서 훈련하고 

경쟁하면서 이 독특한 스포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Dan Stec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크 플래시드 2023 FISU 세계 대학 

경기 대회 덕분에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것입니다. Olympic Center의 

개보수 공사는 레이크 플래시드가 경기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개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참가자들과 방문객들은 모두 우리의 올림픽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다가오는 경기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흥미로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Matt Simpso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와 올림픽지역개발청, 그리고 

세계적인 등급의 독창성과 환경 관리를 위한 국제 표준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정한 세계적인 수준의 장소를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은 모든 뉴욕 시민과 미국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 

운동 선수들이 경쟁하고 꿈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주목할만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 자랑스러우며 우리는 이러한 자부심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뉴욕에 역사적인 순간이며 저는 그것이 결실을 맺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Art Devlin 레이크 플래시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32년과 1980년 동계 올림픽 

덕분에 레이크 플래시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FISU Games는 Village Main Street, 

민간 인프라 및 스포츠 시설에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가져온 촉매제였으며, 이제는 

최첨단, 세계 수준의 경기장으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러한 개선 프로젝트는 앞으로 

수년간 이 지역에 이익이 될 것이며 Hochul 주지사님과 ORDA의 지역 지부의 지도 아래 

뉴욕주가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Miracle Plaza의 완공과 박물관의 

개장으로, 레이크 플래시드는 다시 세계를 환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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